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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신재생 에너지원은 에너지밀도가 낮고 통계학

적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스템의 경제성을

최적화 하기위해서는 각 구성품들의 초기 비용

및 교체 비용들의 변화를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1,2,3]. 또한 어떤 한 구성품의 초기비용 및 교체비

용의 변화가 다른 구성품의 비용변화보다 전체시

스템의 경제성에 민감하게 작용한다면 경제성 최

적화를 위해서는 가능한 한 그 구성품의 비용이

최소화 되도록 설계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독립형 풍력-태양광 복합발전

시스템을 대상으로 경제성 평가를 바탕으로 최적

용량설계를 한 다음 각 구성품들의 민감도를 분석

한다. 시스템의 경제성평가는 구성된 복합 발전시

스템의 각 발전시스템별 초기비용, 교체비용, 유지

보수비용, 효율, 수명과 이자율, 프로젝트 기간에

따른 순 현재비용을 기준으로 수행되며 이를 기반

으로 최적용량을 산정한다. 이를 바탕으로 복합발

전시스템을 구성하는 각 구성품들의 초기비용과

교체비용의 변화가 시스템 최적 용량과 경제성에

미치는 민감도를 분석한다. 

2. 분석모델링

본 연구에서경제성 분석 소프트웨어인 HOMER 
를 이용한다[4]. 경제성 분석을 하기 위해서 각

발전시스템의 구성품에 대한 비용정보가 필요하

다. 여기서 비용이란, 순 현재비용(Net Present 
Cost:NPC), 발전단가 비용(Cost of Energy:COE), 구
성품의 초기비용(Capital Cost), 교체비용, 운영비

용(Operation Cost : OC)등이다. 부하모델은 부하의

일평균 전력량은 3,852 kWh, 피크부하는 300kW, 
평균부하는 160kW, 부하율은 53.5%인 것을 가정하

였다.
풍력발전기는 1기당 용량이 10kW인 BWC 

Excel-S소형 풍력 발전기를 가정하였는데 이 발전

기의 정격풍속은 12m/s 이다. 태양광 발전기는 일

반적인 태양광 발전모듈을 가정하였으며 축전지

는 S6CS25P 납축전지를 가정하였는데, 단위용량

은 이고 효율은 80%이고수명은 4년으로

설정하였다. 컨버터는 정류기 효율은 95%, 수명은

15년으로 가정하였고 용량은 최대 500kw로 설정하

였다. Table 1은 가정된 각 구성요소들의 비용을

나타내는데 연간이자율(할인율) 8%, 프로젝트 기

간은 25년으로 고려하였다.
 

Components
Capital 
cost($)

Replacement 
cost($)

OC($/yr)

Wind turbine(unit) 26,000 20,000 100
PV() 7,000 6,000 20

Battery(unit) 1,250 1,110 20
Converter() 800 750 20

Table 1. Cost of components

3.민감도 평가

 특정 구성품의 비용변화에 대한 시스템의 용량

및 비용변화를 나타내는 민감도( 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특정구성품의비용변화률 
시스템의용량또는비용변화률

 표 2는 표 1을 기준으로 한 최적용량설계 결과

이며 표 3은 풍력발전기의 교체비용이 감소할 때의

민감도를 나타낸다. 각 단위발전시스템의 용량변

화는 없었으며 NPC와 COE는 1.3%정도의 영향을

미치고, OC는 7.5%정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

났다. 표 4는 풍력의 교체비용은 변하지 않고 초기

설치비용이 변화할 때의 민감도 분석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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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d
(kW)

PV
(kW)

Battery
(kWh)

Convert
er(kW)

NPC
(1,000$)

COE
($/kWh)

OC
(1,000$)

700 700 12,492 250 11,305 0.754 200.3

Table 2 Results of optimal design

Component 80% 70% 50%
NPC 0.0129 0.0129 0.0129
COE 0.0132 0.0132 0.0132
OC 0.075 0.073 0.071

Table 3 Sensitivities for wind replacement cost

Component 80% 70% 50%
Wind -1.07 -1.43 -1.43
PV 0.36 0.48 0.48

Battery 0.0 0.0 0.0
Converter 0.0 -1.33 -1.33

NPC 0.18 0.19 0.20
COE 0.17 0.15 0.20
OC -0.004 -0.044 -0.044

Table 4 Sensitivities for wind capital cost

   
   민감도가 음수인 것은 초기비용이 낮아지는데

비해 용량 또는 비용이 증가한 것을 나타낸다. 풍력

의 초기비용이 낮아지므로 풍력 용량에 대한 민감

도가 1이상으로 아주 높은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축전지 용량변화는 없으며 에너지 밀도가 태양광

보다 낮은 풍력발전기의 용량이 커지므로 인해

컨버터 용량이 다소 증가하였으며 NPC와 COE는
비슷한 민감도를 갖고 낮아지고 있다. 다만 OC는
풍력발전기의 운영비용이 태양광보다 높으므로

4.4% 정도 높아지고 있다.
   표 5는 태양광 교체비용이 변하는 경우의 민감

도이다. 풍력과 마찬가지로 각 구성품의 용량변화

는 없었으나 동일 조건의 풍력의 경우에 비해 NPC, 
COE 및 OC는 현저히 낮아진다. 이것은 태양광

모듈의 비용이 풍력에 비해 높기 때문에 초기비용

이 낮아짐에 따라 기타 비용이 현저히 낮아지는

것이다.
   표 6은 태양광발전기의 초기비용이 변하는 경

우의 민감도이다. NPC나 COE는 풍력의 초기비용

감소경우에 비해 훨씬 더 민감함을 알 수 있는데, 
태양광 모듈의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초기비용이

나 발전단가에 큰 영향이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그러나 운영비용은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4.결 론

본 연구에서는 풍력-태양광 복합발전시스템의

 

Component 80% 70% 50%
NPC 0.026 0.037 0.039
COE 0.039 0.039 0.039
OC 0.212 0.211 0.209

Table 5 Sensitivities for PV replacement cost

Component 80% 70% 50%
Wind 0.0 0.0 0.14
PV 0.0 0.0 -0.14

Battery 0.0 0.0 0.07
Converter 0.0 0.0 0.0

NPC 0.43 0.43 0.44
COE 0.43 0.43 0.44
OC 0.0 0.0 0.016

Table 6 Sensitivities for PV capital cost

초기비용 및 교체비용 변화가 전체 시스템에 미치

는 민감도를 분석하였다. 교체비용의 민감도를 분

석한 결과 태양광이 풍력보다 NPC, COE 모두 2배
이상 높았으며 운영비용에 대한 민감도는 3배정도

높게 나타났다. 또한 초기비용에 대한 민감도 분석

결과 풍력발전기는 시스템 전체 용량변화에 크게

영향을 주는 반면 태양광 발전기의 초기비용 변화

는 별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

나 NPC나 COE는 풍력에 비해 2~3배 더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태양광 모듈이 비싸

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태양광이 풍력보다 민감도

가 훨씬 크므로 태양광 초기비용과 교체비용을

가능한 한 줄이는 것이 전체 시스템 경제성 향상에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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